
라사아 송사 - 권력에의 지향과 저항 

박 혜 경* 

1. 러시아 고전주의의 확립 

유럽의 절대 왕정 시기 문학 경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고전주의가 러시아 

에 도입된 것은 표트르 대제 (neTp BeJ111KllÜ)개혁으로 본격화된 민족국가 성 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1) 표트르 대제에 의해 수행된 개혁은 러시아 

의 민족적 역사적 발전에 대한 요구였으며， 그것은 국가적， 정치적 개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도덕， 예술 등 러시아인들의 삶 전 영역을 

아울렀다. 

특히 새 국가의 승리라는 상황 속에서 문학은 개인이 공공의 목적을 준수 

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과 이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즉 고전주의는 시민적 어조를 담아내며 고상하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이상 

을 확고하게 하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 사조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 문학 

속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시 하는 사람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선포되었으며 작가들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러시아 고전주의 문학이 모든 도덕적 악의 발현과 결코 타협하지 않음을 표 

명함으로써 문학적 영웅이 되고자 하였다. 때로 그것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찬양과 칭송의 내용으로 인해 급진적인 비평가들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 

지만， 서사시， 비극， 희극， 송시 등 고전주의 대부분의 장르들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찬양은 단순히 권력자와의 결탁 혹은 아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펌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전주의 시대 작가들은 군주， 

* 한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러시아 고전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r. B. MocKsHQesa(1986) 

PyCCKHi1 KJJðCCHIlH3M, MOCKSa: OpOCSeIlleHHe, CC. 5-15; W. E. Brown(l980) A History 
of 18th αntury Russian Literature, Ann Arbor: Ardis, p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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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관리， 고관들이 조국과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 

의 업적과 승리， 애국심을 작품을 통해 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공적 

에 대한 마땅한 대우이며， 또한 문학자로서의 자신들의 임무이자 올바른 태도 

라고 생각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주의의 형식썩 엄격성과 주제적 일관성은 고전주의 후기에 이 

르러 데르좌빈(r. P. lIep:KaBllH)과 같은 작가의 등장과 더불어 도전받기 시작하 

며， 고전주의 시학뿐만 아니라 시-회 정치적， 역사적 관점의 변화와 함께 발전 

적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고전주의는 장르 이 

론의 발전때 있어 크게 두 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데， 그 첫 

번째는 로모노소프(M. B. 지ClMOHO C:OB) ， 트레디아코프스키 (B. K. Tpe.llllaKOBCKHH), 

수마로코프 (A. n. CYMapOKOB)로 대 표되 는 사 기 로서 장르의 분명 하고 조직 적 인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는 데르좌빈과 헤라스코프(M. M. XepaCKOB) 

의 시기로， 엄격한 장르-유형학적 특성의 파괴가 시작꾀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후기 고전주의 문학의 또 하나의 특정은 초기와 같은 일방적인 

찬양의 현저한 감소이다. 그러나 찬양적 어조의 감소와 후퇴에도 불구하고 고 

전주의 문1착의 비판적 모티프들은 여전히 혁명적 결과를 담아내지는 못했으 

며， 이를 뚜고 한편에서는 고전주의 문학의 기본적 자질이라 할 수 있는 강력 

한 주제 의식 사수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주의문학이 안 

고 있던 필연적인 결함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도브롤류보프(H. A. lIoÕPOJDOÕOB) 

는 이것을 “존재하는 질서의 건축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왜냐하 

면 “건물 까체는 완벽하고 좋은 것이고 단지 그 위에 싸여 있는 먼지를 청소 

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는 확샌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2) 설명하고 있 

다. 예외가 있다면 단지 라띠쉐프(A. H. Pa.llHll\eB)의 창작 정도를 언급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는 “전제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반대되는 상황"3)이라는 확 

신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창작 속에서 귀족적인 의식의 기반을 파괴하고자 

했다. 그에 의해 활성화된 시민적 모티프들은 고전주의 시학의 세력이 쇠퇴하 

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음 세대 문학을 위한 이념적 지침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주의 시대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송시 장르를 

중심으로 떠시아 문학의 유기적 연속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지배 

2) r. B. MocKBHlIeBa(1986), C. 15. 

3) 같은 책， 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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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학 장르로서의 송시는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더 빨리 문학적 우월성과 위력을 상실하였으며， 매우 빠 

른 속도로 사멸하였다. 비극， 희극， 고전주의 후기 서정시 등의 장르가 문학이 

지배계급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그치고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서 역할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국가와 지도자의 위대성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던 송시가 빠르게 쇠락해 갔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 

고 한동안 러시아 문학에서 송시의 전통은 완전히 단절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송시 장르는 20세기 초 정치적 문화적인 혁명적 변혁의 

시기에 또 한 번 작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물론 18세기만람의 역사적 

의미， 시적 주도성을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 세계에서 

송시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송시에 대한 이끌림은 브류소프(B. 5!. BpIOCOB), 블록(A. A. BJJOJ<) , 마 

야코프스키 (B. B. Ma>l KOBCKll낀) 만텔쉬 탐(0. 3. MaHLleJJblllTaM) 등 시 학적 지 향점 이 

서로 다른 시인들의 창작에서 하위 장르이기는 하지만 분명 고상한 서정시 장 

르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송시 장르의 특성과 대표적 작 

가 유형을 살펴보고， 19세기 대표적인 자유의 시인 푸쉬킨(f1YlllKllH)과 20세기 

혁명의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송시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송시가 어떠 

한 장르적， 주제적 변화를 겪고 있고， 그것이 러시아 문학 발전 과정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러시빼 송얘 전통의 발전과 계승 

2. 1. 18세가 송시의 확립과 발전 : 로모노소프와 데르좌빈 

송시 (OLla)는 고전주의의 중요한 장르 중의 하나이다.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송시는 당시로서는 ‘노래 (rreCH>I )’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 즉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송시는 특별한 장르를 지시 

4) 러 시 아 송시 에 대 해서 는 r. B. MocKBHlIeBa (1986), CC. 20-47, http://feb-web.ru/ 

feb/litenc/ encyc1op/le8/1e8-2371.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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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낭송이 되는 서사시나 악기를 수반한 비가왜 구별되어 불 

리어 지는 시 "5)를 의미했다. 고대 용어에서 송시는 어떤 특정한 시적 장르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노래 (neCH.lI)나 시 (CTHXOTBOpeHl1 e)를 의미하는 일반 

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확히 “‘찬양의’， ‘슬픈’， ‘쾌활한’ 등의 형용사가 첨가 

되어 다양한 종류의 시 장트에 관여 "6)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송시가 

러시아에 소개된 것은 그리스로부터가 아니라 프랑스 고전주의의 수입을 통 

해서이며， 따라서 송시의 성격 자체도 그리스적 노래보다는 프랑스 고전주의 

의 엄격성 과 웅장함의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송시를 “의무 

적이고 고상한 내용과 장엄하고 고양된 문체적 표현을 가진 영웅적， 시민적 

서정시 장르"7)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고전주의 송시 장르를 처음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칸테미르(A. ll. 

KaHTeMl1p) 였다. 그러나 송시라는 용어 자체는 트레디아코프스키의 「그단스크 

시 항복에 관한 승리 기념 송시 (Ona TOp%eCTBeHHa.ll 0 Cila'le ropona rnaHCKa)J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송시는 “고상한 시 양식으로， 

가장 높고 고상하며， 가끔은 부드러운 제재를 노래하는” 장트이다. 러시아의 

송시는 기본적으로 노래와는 다른 장르이다. 그들이 이쐐하는 바에 따르면 노 

래는 단지 사랑에 바쳐진 서정시 일뿐이다. 트레디아코프스키는 자신의 논문 

r송시에 관한 일반캠 고찰(PacCY%.I:IeHHe 06 。야 Bo0611\e)J 에서 송사가 노래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송시는 똑같은， 때로는 똑같지 않은 시구들로 구성된 많은 연들의 결합이 

다. 그 안에서는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상하고 중요하며 드물게는 부드 

럽고 즐거운 제재가 가장 시적이고 화려한 이야기로 묘사된다，8) 

서l산의 모든 노래는 그것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송시와 비슷 

하다. 그러나 제재와 언어에 있어서 송시와는 전혀 다르다. 노래의 내용은 

거의 항상 사랑이 거나， 확은 그와 유사한 사람의 가슴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경박한 것이다. 담화는 때로 달콤하기도 하지만， 항상 아첨하는 내용이고， 자 

주 공허하거나 농담과 같고， 드물지 않게 거칠고 유치하다.9) 

5) W. E. Brown(1980), p. 90. 
6)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8/1e8-2371.html 참조. 
7) r. B. MÇi CKBI{1~eBa(1986) ， C. 20. 
8) B. K. Tpe없aKOBCK때(1978) 얘aCCy*aeHHe 06 oae 800띠e，" PyCCKa.Jl .llHTepaηrpHa.Jl KpHTHK8. 

XVIII BeKa, B. H. KYJlemOB(pea.), M.: CoSeTCKaJl POCCHJI, C.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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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시는 다르다. 송시는 달콤하지도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지만， 대신 

그 고상함과 웅장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전달하며， 사랑의 말 

이 아니라 신의 말을 전달한다. 

송시에서 강은 자신의 수원을 향해 뒤로 돌아가고， 바다는 길을 터주며 

도망가고， 언덕은 뛰어오른다. 산은 밀닙-처럼 녹아서 사라지고， 하늘과 땅은 

침묵 속에서 존경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모든 자연(eCTeCTBO)은 움직임 

에 이르고 자신의 창조주의 얼굴로부터 동요한다. 그는 바라보며 말할 것이 

다， 자신의 진리 속에 신의 언어가 있다고. 특히 고결한 제재를 노래하는 현 

대 송시는 그래야만 한다 10) 

송시는 높고 장엄한 시로서 고전주의 문학 속에서 가장 발전된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12월 당원이자 시인인 큐헬베케르(B. K. K~XenbÕeKep)는 “송시에 

서 시인은 사심이 없다. 그는 자기 삶의 보잘것없는 사건들에 기뻐하지 않으 

며， 그것에 관해 비탄에 잠기지도 않는다. 그는 진리와 신의 심판(CYìl I1po뻐cna) 

을 위염있게 말하고， 고향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 

리 고 악한을 저 주 한다"11)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송시가 엄격하고 정형화된 주제와 구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시적 자 

질마저 상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러시아 고전주의 시인들에게 송시는 “시 

로 쓴 연설문"12)과 같은 것이었다. 송시에서 사건 자체에 관한 서술이나 묘사 

는 허용되기는 하지만， 단지 보조적인 요소였으며， 그 안에서 더욱 중요한 것 

은 서정적 원칙， 중요한 사건에 의해 불러 일으켜진 시인에 의한 감정의 표현 

이었다. 러시아의 장엄한 송시 혹은 승리를 찬양하는 송시는 “시적 무질서 

(poetic disorder )"13)라는 말로 특정 지워지는데 이 말은 영감의 통제할 수 없 

는 전달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시 장르로서 송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 

시 ‘영감(BooÕpa)i(eHlle)’이며 영감을 통해 시인들은 사회 정치적 사건들과 그 

에 대한 단상을 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제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송시는 국가 삶의 내 외적으로 가장 중요 

9) 같은 책， c. 68 
10) 같은 책， c. 70 
11) r. B. MocKBH'IeBa(1986), C. 12에서 재인용. 

12) 같은 책， c. 27. 
13) W. E. Brown(1980),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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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들윤 노래하고 있다. 고전주의의 장엄한 송시는 국가적， 민족적， 사회 

적 이익이 개인적 이익과 알치하는 사람들의 서정적 상팡을 묘사했는데， 역사 

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특히 전쟁의 승리가 노래되었다. 또한 특정 인물에 대 

한 찬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훈적인 논의와 예언， 역사적 혹은 신화적 형상， 

자연이나 뮤즈에 대한 시인의 관심 등을 노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송시 

의 주제는 군주의 왕위 계송이나 후계자의 탄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확대되 

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에서 송시를 18세기 귀족 문학의 기본적띤 서정시 장르로 확고화시 

킨 진정한 의미의 창시자는 로모노소프였다. 특히 국가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 

의 영웅적 임무에 관해 말하는 사회 정치적 작품으로서의 송시의 특성을 확 

립하고 가뜸하게 한 것도 로모노소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14) 그에 의 

해 절정에 이르렀던 양식은 응장하고 화려한 송시였다. 이 스타일의 송시는 

기본적인 깝정， 즉 한편으로는 환희에 가득 찬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논 국가 

권력자의 뷔대함과 위력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사에 잔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 봉사해야만 했다. 

이처럼 송시는 정치적 평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력자들의 위대함을 찬양 

하는 장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항상 권력과의 긴밀한 밀착관계 속에서 이해 

되어 왔으며，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비판적인 시민 비평가들의 벼난을 피할 

수는 없었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모노소프의 작가로서의 의미와 역 

할은 충분헤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다 벨린스키조차도 로모노소프의 재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모노소프는 러시아 시의 첫 번째 창시자이자 러시아에서 첫 번째 시인 

이었다. 현재의 우리에게 그러한 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우지도 못하고 가슴을 살짝 움직이지도 못하며， 단지 지루함과 

하품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만약 로모노소프를 수마로코프나 헤라 

스코프와 비교한다변 로포노소프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데르좌빈만이 로모노소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시인이 마.15) 

14) A, B, 3arra,llOB(1979) JT03TbI XVIII BeK8, M,: 113,llilTeJlbCTBO MOCKBCKoro YHHBepCHTeTil, 
c , 32, 

15) 같은 책， c, 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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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린스키가 시인으로서의 로모노소프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송시 

장르를 통해 “시의 서정성과 사회 정치 평론을 훌륭하게 결합"16)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송시 시인들이 국가와 권력자의 위 

대함과 업적을 칭송하고， 이를 통해 절대 권력을 강화하논 데 필요한 미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불과했다면， 로모노소프는 고전주의자로서의 시대적， 역사 

적 소명의식과 함께 시인으로서의 서정적 재능의 발현을 통해 고전주의 송시 

의 예술적 자질을 강화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힐 수 있다. 

로모로소프가 그의 주요 작품들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그의 세계관에 의해 

지시받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칭송， 영웅과 주로 표트르 대제의 형 

상으로 구현되는 이상적인 군주에 대한 칭송， 조국의 안녕을 위한 평화와 전 

쟁의 의미， 과학과 배움에 대한 칭송， 자연 속에 구현된 조물주-신의 영광에 

대한 찬양"17) 등이다. 높은 시민적 이상이 스며들어 있는 로모노소프의 송시 

는 이 세상의 강한 자， 즉 러시아의 계몽과 번영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적극적 

인 감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r1746년 전제군주 옐리사베타 페트로브 

나 여 왕 폐 하의 즉위 식 에 바치 는 송시 (Ona Ha neHb BOCrneCTB째 Ha BCepOC써CI<째 

npeCTOJI ee BeJIH'IeCTBa rocynapbIHH HMnepaTpHl.\bI EJIHCaBeTbI neTpOBHbI CaMOnep쩌II.\bI 

BcepOCCHHC I<H~ 1746 rona)J는 이러한 로모노소프의 작품 성향을 잘 보여주는 송 

시 중의 하나이다. 이 송시에서 시인은 여왕 옐리사베타 페트로브나의 즉위식을 

화려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표트르 대제의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이다. 그는 여제의 즉위를 표트르 대제 

의 부활에 비유하고 있다. 

광장을 따라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 온다 

옐리사베타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연대에서는 100배나 더 크게 울린다: 

표트프 대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도다! 

nO CTorHaM myMHbIα rJIac HeceTC .s! 

EJIHCaBenlHblX IIOXBaJI, 
B IIOJIKaX CTOKpaTHO pa3aaeTC .s!: 

BeJIHKHìl neTp H3 MepTBbIX 8CTaJI!18l 

16) o. B. OpJIOB, B. 11. φeaOToB(1972) PyccKaJ! JIHTepaTypa: Xη[J Beκ MoCKBa: npocBe띠eHHe ， 

c. 115. 
17) W. E. Brown(1980).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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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우리의 기쁨이 정당하디면! 

상쾌한 평온이 우리를 물들알 것이다. 

오 만약， 러시아여， 네가 행복하다면 

옐믿사베타의 손에 의해! 

KOJJb Hama pa,'10CTb CrrpaBe,'1JJHBa! 

Hac KpaCHT CJJa,'10CTHbrfi rroKoPl; 
o KOJJb, POCCH.lI, Tbl Cl!aCTJ!HBa 

EJJHC:aBeTHHol! PYKoìí! 

이 시에서 로모노소프는 새로운 군주 옐리사베타 페트로브나의 즉위를 찬 

양하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표트르 대제의 딸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안나 이바노브나의 통치기간 동안 슬폼의 암흑에 

서 고통 받아 왔다. 그러나 옐리사베타 페트로브나는 러시아 민중에게 위대한 

기쁨을 전해줄 것이며， 려시아에서 밤의 임-흑을 쫓아 버리고 기쁨으로 힘차게 

소생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시인은 새로운 군주 

가 표트르 대제의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여제의 즉위는 표 

트르 대제익 부활에 비견되며 표트르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러시 

아를 탐욕스러운 손길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시인이 표트트 대제에게 기대했 

던 러시아의 영광과 번영은 그의 합법적인 계승자인 새로운 여제에 의해 재 

현될 것이다. 로모노소프 송시의 전반적인 테마는 조국이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러시아의 위대함， 러시아 영토의 광대함과 무한함， 자연적인 부의 끝없 

는 풍부함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상적인 군주이 

며， 러시아 군주들이 본받아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군주의 최고의 형상은 표 

트르였다. 

이처럼 로모노소프 송시의 장점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아첨의 성격을 가진 

찬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러시아의 위대함，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 

체로서의 이상적인 군주의 형상을 자신의 송시를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 

이다. 송시 장르의 주제론적， 구조적 완결성을 이루어낸 로모노소프의 예술가 

적 자질은 이미 벨린스키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로모노소프의 

송시는 예솔적 장르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 

다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의 시에서의 “개인적인 요소의 부 

재 "19)이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론적인 상황만을 진술하고 설명하고 논쟁할 

18) 로모노소프 시의 원문은 http://www.rvb.ru 사이트이1 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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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결코 자신에 관해， 혹은 자신의 감정과 영감에 관해 말하지는 않는다. 그 

의 시에서 시인의 개성은 철저하게 그림자로만 남겨져 있다.20) 이것은 단지 

로모노소프만의 한계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결쳐 이야기 되어 왔던 공통의 

진리를 표현"21)하는 것이 고전주의의 전반적인 임무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 

주의에서 개벌 인간이나 개별적인 삶의 진리는 국가적 과업， 국가와 동일시되 

는 군주의 절대성 속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어려웠다. 

예술장르로서의 고전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는 고전주의 후기 시인 데 

르좌빈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그가 초기 창작에서 시대착오적으로 로모노소 

프의 장엄한 송시에 매혹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자신의 재능에 장르를 

적응시킴으로써 시인의 “주관적 지각의 중요성 "22)을 깨달아 간다. 1780년대에 

이르면 그의 시는 이미 시인의 창조적 기능을 완전하게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의 송시에서는 이전의 영웅적 시민적 원칙과 함께 하던 전형적인 고전주의 

송시와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화려한 후광이 제 

거된 일상적， 세태적 내용이 주제론의 차원에서 보다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서정적， 사회 평론적 모티프들은 그의 송시 안에서 더욱 

비판적이고 때로는 풍자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군주의 이념 

에 대한 충성심을 보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도덕한 고관들의 권력 

19) A. B. 3arranoB(1979), c. 45 
20) 로모노소프의 견해에 따르자면 시인은 자신을 제멋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영감에 움 
직이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숙련된 단어 기술자이다영감에 관한 개념은 로모노소프 

의 토론에서는 현저하게 부재한다. 대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주제에 대한 더욱 계산 

되고 지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적절한 정신적 자질들 중에 그는 특히 기지 

(OCTpOYMHe)와 기 억 (rraWlTb)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Pierre R. Hart(1978) 

G. R. Derzhavín: A Poet's Progress , Columbus: Slavica, p. 8.). 
21) A. B. 3arranoB(1979), c. 45. 
22) 바챔스키는 데르좌빈을 시인으로， 로모노소프를 웅변가로 선언했다. 전통적인 아 
리스토텔레스적인 정의에 따르면 웅변가는 설득의 대가이고 시인은 인간 행동의 
모방자이다. 로모노소프의 송시에서 서정적 주인공은 사회적 덕행의 구현자이며 

높은 시민적 감정의 답지자였다. 데르좌벤의 찬양 송시의 서정적 주인공 역시 집 

단의식의 전달자였다. 그러나 그의 송시의 서정적 내용은 더욱 복잡해 졌다. 데르 

좌빈은 러시아 현실에 비판적으로 관여하고 군주의 개성에 더 높은 요구를 제시 
하는 등 시민적 서정시 장르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테마， 즉 사 
량이나 이별 등등에 관한 시도 썼다(r. B. Moc I< BH4eBa(l986), CC.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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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윷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미래라는 

관점에서 황실을 찬양”하고 있는 로모노소프의 대규모적인 정치적인 시와는 

달리 데르좌빈의 송시에서는 “장엄한 송시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 

다"잃)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고전주의 송시의 전형성에서 많은 부 

분 이탈하고 있다. 

이 당시 데르좌빈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시는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에게 

(BJlaCTlITeJIllM H CY.llH.lIML (1780) 이다. 이 시에는 권력의 임무에 대한 데르좌 

빈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갚은 불만이 표헌되고 있 

다. 시인은 통치계급을 비판하고 있으며 간악함파 강요를 지상에 뿌려놓은 

‘지상의 신’으로서의 군주를 비난하고 있다. 황제에 대한 찬양도 황실에 대한 

과장도 없는 이 시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오히려 

시인은 군주들에게 국가와 민중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이전의 시들에서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극단적으로 향유하며 국가의 지도 

자로서 찬양의 대상이었지만 데르좌번은 이제 지도자로서의 황제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디. 

당신의 임무는 법을 지키고， 

강한 자의 얼굴을 바라보자 않으며， 

도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고아와 과부들을 남겨 두지 않는 것입니다 

Bam 1l0Jlr eCTb: COXpaH5! Tb 3aKOHbl, 

Ha Jl lllla CIlJlbHbIX He B3Hpa Tb , 

Be3 nOMOll(Il, 6e3 060POHbI 

c“pOT H BIlOB He OCTaBmlTb.24) 

당신의 임무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구하고 

불행한 자들에게 덮개를 덮어주고; 

강한 자들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Bam 1l0Jlr: cnacaTb OT 6ell HeBIlHHbIX. 

HeCtlaCTJlIlBbIM nOllaTb nO[(pOB; 

OT CIlJlbHhIX 3all(llll(aTb 6eCCIlJlbHblX, 

I1cToprHyTb õellHhIX H3 O[(OB. 

23) A. B. 3anaaoB(1979), c. 181. 
24) 데르좌벤 시의 원문은 http://www.rvb.ru 사이트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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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르좌빈의 관점에서 황제의 임무는 가난한 자， 불행한 자， 약한 자들을 보 

호하고 가난과 속박과 불행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황제 역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며 결코 법을 넘어서는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없다. 여 

기서 말하는 법이란 물론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신의 세계의 법을 의미한 

다. 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황제 역시 일개 인간에 볼과하며， 민중들과 황제는 

모두 죽음 앞에서， 즉 신의 거대한 힘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황제여! 나는 당신이 권력이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위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열정이 있으며， 

나처럼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l\aplI! 51 MHIIJI, BbI õorll BJlaCTHbI, 
H씨(TO Haa BaMII He cyab꺼， 

Ho Bbl, KaK 꺼 110aOÕHO, CTpaCTHbI, 
11 TaK :l<e CMepTHbI, KaK 11 51. 

당신은 나무에서 시든 잎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노예가 죽듯이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11 BbI 110aOÕHO TaK l1aaeTe, 
KaK c apeB yB꺼amllH J1I1CT l1aaeT! 

11 Bbl 110aOÕHO TaK yMpeTe , 
KaK Bam 110CJleaHIIH paõ YMpeT! 

지금까지 황제는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 인간-신으로 추앙받아 

왔지만， 제르좌빈에 이르러 황제는 신도 재판관도 아님이 강조된다. “권력자 

들과 심판자들에게”라는 제목은 스스로를 권력자와 심판자라고 간주하는 사 

람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시인은 국가의 최고 권력 

자인 황제를 가장 낮은 존재인 노예와 비교하고 있다. 불멸의 절대자로서의 

신 앞에서 황제는 노예와 마찬가지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한갓 인간에 불 

과하다. 데르좌빈은 고집스럽게 황제를 죽음을 앞에 둔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 

하고 있으며， 인간이 법을 지키듯이 황제도 신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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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시오， 신이시여! 정당함의 신이여! 

그들-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와서 교활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벌하시오， 

이 땅의 유일한 황제가 되시오. 

BOC l<peCHH, 60lI<e! 6o:l<e npaBblX! 
H HX MOJleHHIO BHeMJlH: 

npH)lH, CYIlH, Kapalí JIYKaBbIX, 
H 6Yllb ellHH l.lapeM 3eMJl띠 

이 땅의 유일한 황제는 선이다. 사악한 자를 징벌하고 인간의 고통에 귀 기 

울이며 그들을 구원할 이는 황제가 아니라 신이다. 황제의 절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볼 수 있는 데르좌빈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이었지만 19세기 01 후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자유의 시인’으로 불려지는 푸쉬킨의 시 형성 과정에 

서 주요한 이념적 배경이 펴고 있다. 이처럼 데르좌빈은 고전주의 송시의 장 

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제적 문체적으로 송시 시학의 엄격함에서 벗 

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데르좌벤의 시적 자질의 우수함에서 비롯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페르죄빈은 고전주의 송시의 재생자가 아니라 발전 

적 계승자이다. 

18세기 말 귀족들의 문학적 이 데올로기로서의 려시아 고전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대표적인 장르로서의 송시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하며， 비가와 발 

라드 같은 새로운 시 장르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장르 자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25) 젊은 시절 푸쉬킨의 시에서도 송시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지만， 19세기 20년대 말부터는 러시아 시 장르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 

게 된다. 개인의 내면세계에 천착하는 낭만주의 시기에 송시의 엄격한 객관성 

과 역사성， 교훈성은 의미흡 상실하게 되었으며， 비판적 리열리즘의 시기에 

일방적인 찬양과 칭송의 시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푸쉬킨에게서도 송시는 고전주의의 전형성의 측면에서가 아니 

라 송시 장르에 대한 패러미， 혹은 발전적 해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그 

의 송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데르좌빈임을 고려할 때 푸쉬킨의 이 

25) 기본적으로 송시 장르는 흐브스토프(z1. H. XBOCTOB) 백작이나 쉬쉬코프(A. C. 1뻐illKOB) 주변에 

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재능이 없는 작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http//feb-web.ru/feb/litenc/ 

encyc1op/le8/1e8-2371.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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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태도는 시대적 현상의 당연한 수용의 결과이다. 

2.2. 19세기 반항적 송시 : 푸쉬킨 

푸쉬킨의 시 세계를 규정하는 용어들이 많지만，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푸 

쉬킨은 ‘자유의 시인 '26)으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 푸쉬킨의 정치적 시는 주 

제적인 영역으로 보건， 장르적인 구성소로 보건 예외적으로 풍부하다. 특히 

그의 정치적인 시들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독재， 농노제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어조"27)에 의해 고무된 작품들이 두드러진다. 물론 젊은 시절의 푸 

쉬킨은 당시의 전형적인 주제들， 즉 “사랑과 술의 기쁨， 아나크레온， 에로스， 

바커스， 전쟁의 영광， 영광에 대한 야섬 있는 추구， 자연 속의 고독， 고요， 게 

으름， 명상， 독서， 우정 "28) 등의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푸쉬킨의 시기에는 18세기 주요 장르였던 비극과 송시의 

영광은 이미 희극이나 희극적 서사시， 서정 단시 등에 자리를 내 주었으며 

“강인함과 우아함에 대한 추구는 우울함과 냉소， 쾌락적인 에로티시즘에 의해 

밀려났기”쟁) 때문이다. 

그러 나 18세 기 의 문화적 전통의 영 향 하에 교육을 받은 푸쉬 킨은 고전주의 

장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특히 리쩨이를 졸업한 직후인 1817 

년부터 1820년 사이에는 송시를 비롯하여 고전주의 장르의 전통에 따른 다양 

한 유형의 시작품을 발표하고 있다.떼) 이들 중 대표적인 작품이 1817년에 쓰 

26) w푸쉬킨 언어 사전』에 따르면 CBOÕOlla와 그와 유사한 단어의 사용이 300번 정도 

에 이르며， BOJUI는 133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의지’로 번역되는 

BOJUI는 푸쉬킨에게서는 오히려 자유의 의미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 

실을 바탕으로 브릭스(Briggs)는 푸쉬킨의 ‘자유’가 그의 전 생애와 작가 경력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몰두했던 개념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 D. P. Briggs 

(1983) Alexander Pushkin. A Critical Study, London: Croom Helm, p. 76.) 
27) B. C. Me꺼JIax (1959) "H3 lICTOpllll nOJIlITlI맨CKOH JIlIpllKlI nYIIlKlIHa," H3 HcropHH pyCCKHX 

JIHreparypHblx orHomeHH감 XVIII -XX BeKOB, C. B. KacTopcKlIH(pell.), MOCKBa: H31la

τeJIbCTBO aKalleMlIlI HaYK CCCP, c. 96. 

28) Walter N. Vickeη(1922) Alexander Pushkin, New York: Twayne Publishers, p. 23. 
29) 같은 책， p. 22. 
30) 이 당시 쓰여 진 작품들이 <<BOJIbHOCTb>>(1817) , <<K 니aallaeBy>> (1819) ， 샘epeBHJI>> (1819) ， 

<<Ha ApaKQeeBa>> (1817-1820)이다. 이들 작품들은 비록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해져서 당시 이것들을 외우지 않는 젊은 장교나 관리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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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송시 「자유. 송시 (BOJJbHOCTb. OnaL31l이다. 송시라는 부제가 붙기는 했지 

만 푸쉬킨띄 「자유」는 권력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고전주의 송시의 계승이 아 

니라，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데르좌빈 송시의 전통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1념세기 후기 송시꾀 형식적 전통을 따트고 있는 “자유”는 “시민 불 

평등에 대한 불평이자 경고"32)이다. 푸쉬킨의 시에서 우려는 급진적인 사회비 

평가이자 문학가였던 라디쉐프의 같은 제목의 시 「자유(BOJJbHOCTbL를 읽을 

수도 있고33)， 전제정치와 행정부의 부패를 호되게 비판하는 데르좌빈의 「군주 

들과 재판관들에게」를 읽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푸쉬킨의 시가 형식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도 18세기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이 다 

시 한 번 확인 된다34) ， 

「자유」에서 푸쉬킨의 음죠:는 시작부터 매우 강하고 공격적이다. 그에게 있 

어 자유는 황제를 두렵게 만드는 힘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의 당당함으로 거 

칠 것이 없다. 

너는 어디에， 너는 어디에 있는가， 황제들의 두려움， 

자유의 당당한 가수여? 

이리 와서 나에게서 화판을 뜯어내라， 

연약한 리라를 부셔버려라 ... 
세상에 대고 자유를 노폐하고 싶다， 

옥좌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분쇄하고 샘다 

31) 이 시는 필사본의 형태로 널리 퍼져나갔으며 1820년 봄에는 정부의 손에까지 들 

어가 결국 푸쉬킨이 유형을 가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32) Vickery , p. 26. 
33) 푸쉬킨의 문학에 있어 라디쉐프의 중요성은 베스투제프에게 보내는 펀지 속에서 작 

가 자신에 의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리시아 문학에 관한 논문들에게 어떻게 라디 

쉐프를 잊을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역할 것인가? 이러한 침묵은 용서 

되지 않는다."(B. E. 5!KYIllHH(2000) "paJ1μmeB H nYIllKHH," A. C. nyUIKHκ Pro et Contra, 

B. M. MapKoBHt{, r. E. nOTaHoBa(cOCT.), cnõ.: 씨3naTeJJbCTBO pyccKoro xpHCTHaHCKoro 
ryMaHHTapHOrO HHCTHTyTa, T. 1, c. 181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푸쉬킨의 「자유」가 라 

디쉐프의 「자유」를 염두에 두었음은 쉽게 추측힐 수 있다 
34) 푸쉬킨돼 가장 극단적인 정치적 진술인 r18세기 러시아 역시에 대한 소고(3aMeTKH 1I0 

pyccKoìi HCTOpHH XVIII BeKa)J 에 서 그는 이 러 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 의 정 치 적 
자유는 농노의 자유화와 분꾀될 수 없다. 영혼의 확고하고 조용한 조합은 우리를 유럽 

의 계몽화된 민족의 지위에 위치시킬 것이다."(Sam Driver(1989) Pusf빼 Litenαure 

α띠 Socialldea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ress, p.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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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le TbI, r t:le TbI, rp03a l1apeH 

CS050t:lbI rOpt:la51 rreSHI1a? 

npHt:lH, COpSH C MeHJl SeHOK, 
Pa35e꺼 H3He:l<eHHylO Jmpy “ 

XOqy BOCrreTb CBo6ot:lY MHPY, 
Ha TpOHaX rrOpa3HTb rropoK.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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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는 부드럽고 연약한 서정시를 주로 노래하는 시인이었지만， 이 

제는 ‘연약한’ 리라를 부줘버리고 세상을 향해 자유를 노래하기를 원한다. 자 

유를 통해 그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과 죄악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 를 쓸 당시 푸쉬 킨은 스스로를 “자유의 가수(neBeu CBOÕOilbJ) "36l라고 부 

르고 있다. 그는 러시아에서 민중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황제의 전제를 

강제적으로 근절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했으며， 그러한 확신이 

송시 「자유」를 통해 세상에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쓰러져가고 있는 노예， 즉 고통 받는 민중에게 용기를 가지고 봉기하 

라고 설득한다: “당신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오，/ 봉기하시오， 쓰 

러 져 가는 노예들이 여 (A BbI, MY)!<aHTeCb H BHeMJIHTe,/ BOCCTaHbTe, nalllIlHe paÕbr!)" 

시인이 바라보는 지상의 모든 곳에는 민중의 고통과 괴로움만이 있을 뿐이다. 

아!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려도 -

어느 곳이나 채찍이요， 어느 곳이나 철제 무기니， 

법의 파멸적인 수치와， 

노예 상태의 힘없는 눈물뿐이다; 

어느 곳이나 옳지 못한 권력이 

편견의 응축된 짙은 안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노예 선분의 위협적인 천재 

그리고 영광의 숙명적인 열정. 

YBbI! Kyt:la HH 6pomy B30p 

Be3 t:le 6HqH, Be3 t:le :l<eJIe3bI, 
3aKOHOB rH5eJIbHblH rr030p. 

HeBOJIH HeMOmHble CJI83bl; 

35) A. C. nymKHH(1974) Co6aHHe CO 'lHHeHHH B l1eCJl TH TOMax, T. 1, MOCKBa: Xyt:lO:l<8CTB8HHa51 

JIHT8paTypa, CC. 44-48. 
36) BaJI8pH잉 5pIOCOB(1929) MOH J7yU/KHH. CTaTbH, HCCJIeI10BaHHJI, Ha6JIlOl1eHHJI, M.: rocy

t:lapCTB8HH08 H3t:laTeJIbCTBO, c.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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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3 /.Ie HerrpaBe/.IHa.sI BJlaCTb 

B cr‘ ymeHHoR MrJle rrpeιpaCCY)K/.IeHWR 

BocceJla - PaÕCTBa rp03HblR reHW때 

찌 CπaBbI pOrOBa.sI CTpaCTb , 

시인은 황제를 위한 화려한 미사여구도 찬양의 노래도 부르지 않는다. 그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의해 고통 받는 러시아의 민중， 그들의 노예 상태에 분 

노하고 있다. 미사여구 대신 이 시에서는 권력의 채찍과 공포의 무기 앞에 무 

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면중의 슬픔과，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에 대한 

시인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만중은 황재의 머리 위에 있을 때에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었을 것이다. 

단지 황제의 머리 위에서만 

민중들에게 고통이 드리워지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신성한 자유와 

강럭한 법이 단단하게 결합된다; 

JJwmb TaM Ha/.I l1apCKOIO r JlaBoR 

HapO /.IOB He J1erJlo CTpa/.IaHbe, 
r’/.Ie KperrKO C BOJlbHOCTblO CB.sITOR 

3aKOHOB MOmHbIX COqeTaHbe; 

민중은 결코 황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은 황제의 머리 위， 즉 

신의 세계에서 황제와 똑같은 권리를 가전 사람들이 된다. "CB.5I TaJJ BOJlbHOCTb"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이 꿈꾸는 세계는 신성한 자유， 즉 신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에서의 자유이다. 그곳에서 자유와 법은 신성한 힘에 의해 단단하게 결합되 

어 있으며， 이 법은 황제도 보통의 사람들도 깨뜨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물론 신에 의해 주어진 법이다. 시인은 황제의 권 

력 역시 신의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의 의지를 능가할 수는 없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와 

‘법’이 대문자 BOJlbHOCTb와 3aKOH으로 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시 

인이 두 개념을 강조하기 뷔해 택한 전략은 아니다. 지상의 공간에서 황제의 

법은 민중의 자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권력자는 민중의 자유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외침을 억압한다. 

그러나 신의 공간에서 자퓨는 ‘신성한’ 자유가 되며， 그곳에서 ‘영원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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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완벽하고 이상적 

인 상황이 보장되는 것이다. 시인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이 지상에서 실 

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군주들이여| 당선틀의 왕관과 옥좌는 

법이 준 것이다 -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민중보다 높은 곳에 서 있을지 모르지 만， 

그러나 당신들 위에는 영원한 법이 있다. 

B.lIat\bIKH! BaM BeHel1 H TpOH 

naeT 3aKOH - a He npHpO~a: 

CTOHTe BbIIlIe BbI HapO~a， 

Ho BeqHbIß Bblme BaC 3aKOH. 

이것은 군주들에 대한 공격이다. 군주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태 

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민중의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늘 

의 법， 영원한 법 (BeqHbIll 3aKOH)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시인은 멸리로는 로마의 역사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프랑스의 

예까지 가져오고 있다. 로마의 칼리굴라의 살해 프량스 루이 16세의 사형에 

서 시인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단순하면서도 피하기 어려운 위협을 보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프랑스 황제 루이 16세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보다는 선조들의 

잘못에 의한 잘못된 형벌이었다. 루이 16세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대 황제들이 권력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대신 책임을 진 것이며， 

나폴레옹은 루이 16세를 불법적으로 처형함으로써 프랑스를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나폴레옹은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루이 

16세의 처형은 종족에게는 크나큰 슬폼이며 그는 ‘명예로운 실수의 순교자 

(0 MytIeHHK OlllHÕOK CJIaBHbIX)’이다. 시인은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왕위를 찬탈 

한 악당이며 배선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37). 

시인의 나폴레옹에 대한 비난은 파벨 1세에 대한 비난의 전제가 되고 있다. 

시인의 견해에 따르자면 군주의 권력 남용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군주는 신으로부터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받 

37) 푸쉬 킨은 이 시 의 필사본에 서 “사악한 홍포(3 .IIO~eìí:cKaJl nOPt!lHpa)"라는 구절 옆에 

나폴레옹의 홍포라고 적어 놓고 있다(http:νwww.rvb.ru). 이를 통해 독자들은 푸 

쉬킨의 나폴레옹이 사악한 자와 등가관계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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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 역시 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권랙에 의지함으로써 스스로의 파멸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군주가 법에 

복종할 때에만 그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지지에 의지할 수 있다. 

음울한 네바강을 향해 

한 밤의 벌이 반짝거리고 

근섬 없는 머리를 

조용한 꿈이 괴롭힐 때， 

생각에 잠긴 가수는 바라본다 

안개 속에서 위협적으로 잠들어 있는 

폭군의 황량한 기념비를 

망각에 의해 던져진 궁전을 -
Kor ,11 a Ha Mpa'-1HylO HeBy 

3Be3 ,[{a rrOJlyHO 'lH CBepK ÕleT 

H 6e33a6oTHYIO r JlaBy 

CrrOKOHHbIH COH OTJl rO lI\aeT , 
r JlJl,11HT 3a,11yM'lHBbIH rreBeu 

Ha rp03HO crrJlII\HIl Cpe ,11b TyMaIia 

nyCTbIHHbIH rraMJl THHK THpaHa, 
3a6BeHblO 6pOmeHHbIH ,11BOpeU -

생각에 깜긴 가수는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가 네바강 위로 바라 

보는 폭군석 황량한 기념비는 파벨 1세의 궁전을 가리킨다38) 파벨 1세에 대 

한 부정적인 시각은 극단적인 잔인함으로 맹성을 얻고 있던 로마 황제 칼리 

굴라와의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연에서 묘사되고 있는 칼리굴라 살해 장 

면은 파벨 1세의 살해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이며， 역사의 뮤즈 클리오는 칼리 

굴라의 살해 사건의 무서운 목소리를 들었듯이 파벨 1세의 살해 사건의 증인 

이기도 하다. 죄악과 원한으로 가득 찬 살인자는 ‘얼굴에는 철변피함’을 보여 

주고 있지만， 살인에 대한 가슴 깊은 공포는 숨기지 못하| ‘가슴에는 두려움’을 

담고서 그에게 몰래 다가온다. 그러나 살인자의 황제에 대한 원한은 뿌리 깊 

은 것이어서 공포섬조차 그를 저지하지는 못한다. 

민중의 수탈자인 ‘악당’의 파멸은 항상 역사의 뮤즈에 의해 동반되고 있으 

38) 이 궁에서 파벨 1세는 살해당했으며， 살해 사건 이푸 궁전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 
다(http://www.rv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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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한 뮤즈를 통하여 시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예술에 그것을 반영한다. 그 안에서 인간은 뮤즈의 가 

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만， 지상의 인간은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쉽게 깨 

달음을 얻지 못하여 항상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고， 더욱이 군주의 무지 

는 민중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칼리굴라의 볼행한 운명이 파벨 1세에 

의 해 반복되 고 있음은 “왕위 에 오른 악당이 죽었다(nor찌6 YBeHQaHH뻐 3JIOlleìi)"라 

는 표현 뒤에 푸쉬킨이 파벨 1세의 얼굴을 손수 그려넣고 있는 필사본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오 수치로다! 오 우리 시대의 공포이다! 

짐숭처럼 친위병들이 침입했다!… 

불명예스러운 일격을 가한다 ... 
왕위 에 오른 악당이 죽었다. 

o CTbIL1! 0 y :l<ac HamllX IlHeη! 

KaK 3 Bepll, BTOprJIIICb 51Hbl4apbl!.. 

nallyT 6eCCJIaBHble Yllapbl 

norll6 yBeH4aHHb!때 3JIOlleW 

칼리굴라를 살해한 자들을 죄인으로 불렀듯이， 시인은 파벨 1세의 살인자 

역시 짐숭으로 부르며 수치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들 살인자들의 철변피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한 역사의 악당들이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악행과 잔인함으로 인 

해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를 쓴 시인의 본래 의도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배우시오， 황제여: 

정벌도， 상도， 

어둠의 피도， 제단도 

당신을 위한 믿을 만한 울타리가 아니오 

법의 믿을만한 덮개 아래로 

먼저 고개를 숙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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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I 면 민중의 자유와 안정 이 

옥최-의 영원한 파수꾼이 될 것이오 

H IllreCb y 'lIlTeCb, 0 uapll: 

HH HaKa3aHb5l, HII Harpallbl, 
HH KpOB TeMHIIU, HII aJlTapn 

He ElepHble IlJI꺼 Bac Orpallbl. 

CKJIOHIITeCb nepBble r JIaBO때 

nOIl CeHb Halle*Hym 3aKOHa, 
H CTaHyT Be'lHOìí cTpa:!<eìí TpOHa 

HapOIlOB BOJIbHOCTb H nOKoìí. 

시인이 역사의 뮤즈가 되어 루이 16세와 나폴레용， 깔리굴라， 파벨 1세 등 

역사적 인물들의 불행과 악덕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러시아 황제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것이다. 그는 군주가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푸쉬킨획 「자유」는 군주에게 법의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신성한 법 앞 

에서는 황제도 민중도 모두 동퉁한 존재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데르좌빈의 시 「권력자들과 심판자들에게」와 주제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데르좌빈이 권력자들애게 약한 자， 학대받는 자들 

의 편에 서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고 그들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등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듯이 푸쉬킨도 황제애게 법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제가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때 그들의 미래는 

과거 불명예스럽게 파멸당딴 선조들의 전례를 따라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1780년경에 씌어진 라디쉐프의 같은 제목의 시 r자유」는 시인의 급진적인 

정치적 성 향만큼이나 푸쉬킨의 「자유」보다 더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라디쉐프의 시는 “민중혁명의 불가피성， 전제(농노제의 전복， 러시아에서 

의 공화정 확립에 대한 철헥적， 역사적 근거 마련의 첫 번째 시도"39)로 평가 

받고 있다.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송시의 첫 줄부터 자신의 계급과 단 

절해가면서까지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자유를 노래한다. 

39) JJ. B. CBeTJIoB(1958) AJIeKCdHßP HHKOπ'aeBH'f PaßHDI.eB, MOCKBa: H31laTeJIbCTBO aI< alleMIIH 

HayK cccP, 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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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재능이여， 

모든 위대한 과업의 근원이여， 

오， 자유， 자유， 비할 데 없이 귀중한 재능이여， 

노예가 그대를 찬미하도록 허락해주오， 

0, .aap He5ec 5JlarOCJlOBeHHblÌÍ, 
HCTOt{HHK BCeX BeJlHKHX .aeJl, 
。， BOJlbHOCTb, BOJlbHOCTb, .aap 5eCueHHblη， 

n03BOJlb, t{ To5 pa5 Te551 BOClIeJ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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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외적인 평온과 불평하지 않는 복종은 거짓이며， 이것이 결코 노동하 

는 대중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복수자가 나타나 

새롭고 자유로운 삶의 제도의 도래를 선언할 것이다. 황제의 전제가 아무리 

흉악하게 행동하고 민중들을 괴롭히기 위한 어떠한 올가미를 고안해낸다 할 

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피할 수 없으며 희망하는 자유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임 

을 그는 믿고 있다. 

그때 모든 권력의 몰락이 

기진맥진하여 올 것이다. 

오! 모든 날들 중에 선택받은 날이여! 

Tor.aa BCeX CHJl BJlaCTe때 CJlO)j(eHbe 

npHH.aeT BO H3HeMO)j(eHbe. 

o .aeHb H36paHHeìíwH꺼 Bcex .aHeìí! 

이 시는 안개를 뚫고 밝게 빛나는 새 벽 이 찾아오듯("I3J1eCT5Ill\HH ileHb pOilHJ1 

H3 Tyq") 미래의 헥명의 승리에 대한 끝없는 낙관적인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코지민(K03bMHH)은 시인의 이러한 기대가 러시아 혁명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 

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라디쉐프에게 있어 자유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대 

는 러시아 혁명의 피할 수 없음에 대한 그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에서의 혁명에 대한 믿음은 러시아 민중， 자유에 대한 사랑， 창조적 힘에 대 

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왔다."41) 

라디쉐프의 시와 비교했을 때 푸쉬킨의 시는 그만큼 혁명적이거나 급진적 

40) 라디쉐프 시의 원문은 http:νWWW.rvb.ru 사이트에서 인용하였음. 
41) 같은 책， c. 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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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러시아 

전제정을 정멸하였고 영혼 깊숙한 곳에 자유의 이상을 담고 있었지만， “푸쉬 

킨-혁명가만큼이나 푸쉬킨→보수주의자도 그의 정치적 범주 속에 있었음"42)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의 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혁명과 완벽한 의미의 자 

유의 완성이 아니라， 법과 자유를 통한 전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자유」는 군주제가 아니라 꾼주 권력의 전제적인 남용에 대한 공격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푸쉬킨의 초기 송시는 여전히 고전주의의 

장르적 속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푸쉬킨의 송시는 절 

대적 왕권에 대한 찬양 예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관점에새 반역적으로 

받마들여질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고전주의 송시의 전형성으 

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이지만， 로모노소프의 송시가 권력자의 위업을 

칭송한 것이 아첨의 목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안정화를 바랐기 때문이듯， 

푸쉬킨의 송시도 절대 권력꾀 소멸이 아닌 단지 권력의 남용이 군주제에 위 

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푸시킨의 송시는 고전 

주함 송시의 해체가 아니라 발전적 계승 폭은 의머론적 확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씨다. 

2.3. 확 명 의 송시 - 마야코프스키 

18세기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장르 중의 하나였던 송시는 1820년대 이후로 

러시아 문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만다. 비판적 사실주의 산문의 시기에 기본적 

으로 찬양희 성격을 갖는 엄격한 시 형식으로서의 송시가 작가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송시의 흔적은 사라 

지지 않고 20세기에도 여전히 하위 장르이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 

히 혁명과 조국전쟁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다시 한 번 시적 

웅장함과 장엄함으로 인해 시인들의 관섬을 끌게 된다.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 

고 권력자의 업적을 칭송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르로서의 송시는 소비에트 

혁명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세계를 찬양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예술적 수단이 

42) r. n. φeI1OTOB(2oo0) "neBeu 뻐rrepHH H CBOÕO마，1 ，" A. ζ flYUIKH，κ Pro et Contra, B. M. 

MapKOBH'ι r. E. nOTaHoBa(pell.), mÕ.: 11311aTeJIbCTBO pyCCKOíO X뻐CTHaHCKOíO rYMaHH

TapHoro HHcTHTyTa, T. 2, c.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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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을 열렬히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 

소비에트 문학의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야코프스키는 이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단지 정신의 혁명 폭발만이 우리를 낡고 오래된 예술로부터 

정화시킬 것이다"43)라는 ‘미래주의 공화국 선언문(MaH때eCT JleTyqeH iþellepaUHli 

IþYTYPHCTOB)’에서 보듯이 미래주의자들은 전통적 예술구조의 한계로부터 탈출하 

려 했으며， 과거의 예술과 과거 사상의 영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려 하였다.10 

월 혁명의 정신적인 충격은 마야코프스키를 비롯하여 미래주의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입) 그에게서 정치적 혁명 

과 미학적 혁명 사이의 연결은 직접적이다. 

이처럼 정치적 혁명과 미학적 혁명 사이에 괴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마 

야코프스키가 1918년 가장 고전적인 장르인 송시를 차용하여 「혁명의 송시 (Olla 

peBOJDOUHHL를 썼다는 사실은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인다. 과거의 모든 전통을 

현대의 기선 밖으로 던져버릴 것을 외쳤던 미래주의자가 가장 보수적이고 변 

화를 두려워하던 고전주의 장르를 선택했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바지를 

입은 것처럼 이질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송사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마야코프스키가 이 장르를 택한 것은 당 

연한 결과로 보인다. 리콰르(P. Ricoeur)는 지배와 수사학의 관계에 주목하면 

서 언어 기능으로서의 수사학， 혹은 웅변술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45)， 송시의 주요 시적 자질이 

수사적 예찬임을 생각할 때 마야코프스키의 송시가 새로운 혁명 정부의 숭리 

43) Bengt ]angfeldt(976) Mψákovskij and Futurism 1917-1921,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mational, p. 22에 서 재 인용 

44) 마야코프스키의 예술적 구상은 항상 중대했고 가끔씩은 웅장했다. 시인은 전쟁과 혁 

명， 천국과 지옥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신비주의， 모든 종류의 위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적대적이었으며，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에 전적으로 공감 

했다. 예술의 성직자(priesthood of art)는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예 

술을 혁명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μLeon T:뻐tot않s쩌셰념때r끼(1975퍼5터) 

Russian Fì퍼'utu따urism，’11 Twentieth-αntwγ Russian Iiterary Criticism, Victor Erlich (eci), 
New Haven: Ya1e University Press, p. 173.) 

45) 리콰르에 따르면 모든 지배는 정당화되기를 바라며， 정당화되기 위해 보펀적인 

개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언어적 기능이 수사학(웅 

변술)이라는 것이다. 유사 보펀적 관념을 제공하는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이며， 이 

것이 권위의 합법화 과정에 사용될 때 이데올로기가 된다(리콰르(2002) w 텍스트에 

서 행동으로~ , 박병수， 남기영 편역， 서울: 아차넷， 396-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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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찬양하기 위해 송시를 사용하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혁명의 송시」는 마야코프스키가 1917년 혁명 직후 혁명의 승리에 바친 찬 

양 송시이다. 그는 10월 혁명의 격변을 낭만적 환호와 더불어 받아들였으며46)， 

소비에트 권력의 요구에 용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첫 

번째 혁명 예술가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당시 그의 작품들은 「우리의 행 

진 (Ham MapmL , r혁명의 송시 (Oila peBOJI!OlumL , r좌익 행진(JIeBbIM MapmL 동 사회 

의 혁명적 변화 과정 속에서 예술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관여를 보여주고 

있다. 구세계에 대한 부인과 새로운 문학 형식을 위한 투쟁은 시인에게서 미 

래의 정당하고 행복한 삶의 구현으로서의 사회적 혁명에 대한 믿음과 단단하 

게 연결되어 있다혁명의 송시」에서 시인은 혁명의 승리를 열광적으로 축하 

하고 있다("BOCTOplI<eHHO BO:IHomy (...) OilbI TOplI<eCTBeHHOe <<O>>!") , 수천 년 동안 

민중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었던 크레블린의 몰락 앞에 시인은 ‘영광(CJIaBa) ’ 

을 외친다. 그의 어조는 송사에 걸맞게 강렬하고 힘차게 사람들 머리 위로 울 

려 퍼진다. 송시 장르의 화려한 어조와 마야코프스키의 웅변적 미래주의 사 

이에는 외형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마야코프스키의 시에서 고전주의 시대 송시와 같은 고급 문체， 혹은 

고상한 어법의 사용을 찾기는 힘들다. 그는 송시 장르를 차용하되， 그것을 철 

저히 자신펴 목소리로 윤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는 거칠고 직설적이 

다. 

휘파람으로 야지를 당하고 있고， 

포다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는 

너에게， 

총검의 욕설로 상처 입은 

너에게， 

열광적으로 들어 올린다 

휘닐리는 욕설 위로 

송시의 장엄한 

"0" 를! 

Te t'íE‘, 

46) 마야코프스키는 모스크바로 이주한 1906년부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였 
다， 1908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당에 가입하여 노동자들을 혁명적으로 선동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 번이나 체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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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iCTaHHa꺼， 

OCMe~HHa~ ÕaTape~MIi， 

Teõe, 
1i 3b~3BJleHHa~ 3J10CJlOBlieM D1TbI I<OB, 
BOTop*eHHO B03HODly 

Han pyraHb~ peeMHOH 

OnbI TOp*eCTBeHHOe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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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송시의 장엄함을 통해 혁명을 찬양하려 하지만， 그의 혁명은 민중과 

함께 하는 혁명，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혁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시 

에서 고상한 구절이나 장엄한 표현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그에게서는 

욕설과 야지， 총검과 포대로 가득 찬， 즉 거리의 언어로 찬양되고 있는 민중 

혁명의 송시가 있다.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와 같은 최고 권력 

자도，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고관들도 아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쓴 기관수(깨iaillliHIlcTy ， nbIJlbIO yrJl~ OBe~HHOMY")이거나 두꺼운 광석을 

파고 들어 가는 광부들("illaxTepy， np06IlBaIOIl(eMY TOJlillIl PYIl")이 다. 시 인은 혁 명 

이 인간의 노동을 찬양하기 를 바라고 있다("C JlaB Il illb qeJlOBeq쩌 Tpyn").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답적이거나 고상한 어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거 

칠지만 생동감 있는 직설적 어휘를 통해 혁명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 

는 것이다. 

그가 찬양조의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변혁으로서의 혁명도 고전주 

의 송시에서처럼 신적 질서 속에 편입되어 인간과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묘사 

되지는 않는다. 

오， 짐승과 같다! 

오， 어린아이와 같다! 

오， 코페이카와 같다! 

오， 위대하다! 

그 밖의 어떤 이름으로 너를 불렀던가? 

어떻게 방향을 돌렸던가， 두 얼굴의 혁명은? 

0, 3BepliHa꺼 ! 
0 , neTC I<a~! 

47) B. B. 빼I<OBC빼(1978) coφilHJie CO'lHHe빼 B lIBeHa,aaam TOMax, T. 1, M.; npaBna, CC.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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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HMH Ha3BaHbeM TeÕ>I eme 3SaJlH? 

Ka l< ‘)ÕepHeml싸쩌 8me IlBYJlHKa>l?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의 표현에서 송사의 웅변성과 과장을 볼 수 

있지만， “오” 뒤의 혁명에 대한 묘사는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의 혁명 

은 짐숭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으며， 코페이카처럼 하찮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은 위대하다. 혁명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받고 학대 받는 민중 

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에 더욱 더 사납고 야수와 같으며 때로는 어린아이 

처럼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10월 혁명의 본질이다. 그려고 그러한 혁명을 

통해 구현될 세계는 기존의 모든 고상하고 품위 있고 어 른답지만 죽어버린 세 

계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위대하다. 

제목이 「혁명의 송시」이고， 표현볍들이 송시 장르의 특성을 따르고 있지만， 

사용되는 어휘들은 전혀 송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송시 장르 

의 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주의 송시의 구조와 의미 

영역을 확장시켜 미래주의 송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송시와 20세기 송시는 그 시간 간격만큼이나 커다 

란 변화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다. 

혁명을 찬양하는 송시는 예술의 혁명적 변화에 매한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사대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 

나의 것， 

시적인 것 

- 오， 네 배나 축복을 내리라， 축복받은 혁명이여! -
H MO딩， 

rr03TOB。

- 0 , tfeTblpe*뻐 CJlaBbC>I, ÕJlarOCJl08e뼈Ha>l! -

시인에게 있어 혁명은 사헥적 정치적으로 새로운 삶의 도래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시적인 혁명으로 귀결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서의 혁명은 미래주의자 마야코프스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 

요한 예술적 변혁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혁명에 송시를 바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그의 송시는 결코 18세기 원형적 고전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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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방은 아니다. 장르를 반복하고 있되 주제와 문체， 어법 등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장트 유형으로서의 송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야코프스키는 고전적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측면에서 송시의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 

겠다. 

3. 경론 

러시아 문학에서 송시 장르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로모노소프의 송시는 초 

기 러시아 송시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송시에 나타나는 

“장엄하고 애국적인 스타일， 과장된 묘사， 우주적인 비유， 문체의 비유성， 수사 

적인 인물들”쇄)， 상문체， 장엄한 단어， 풍부한 고대 슬라브어의 사용， 대담하고 

두드러진 화법의 문체적 특징은 이후 러시아 시인들을 통해 송시의 기본적이 

면서도 중요한 시적 특징으로 받아틀여졌다. 또한 로모노소프의 시에서는 문 

체의 단순함과 명료함， “묘사의 회화성 "49)도 두드러진 특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송시는 주제적으로도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주요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중섬에는 데르좌빈이 

있었다. 데르좌빈은 자신의 논문 「서정시 혹은 송시에 관한 고찰(PaCCYlI<.QeHHe 

o JIHpH뽀CKOll n033HH HJIH 06 o.QeL 에 서 서 정 시 와 송시 의 유사성 을 지 적 하면서 

송시 장르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다음과 같은 정의이 

다. 

먼지로부터 생겨나고 우주의 기적에 매혹된 인간은 자신의 기쁨과 놀라움 

과 감사의 첫 목소리를 서정적 외침으로 내야한다. 태양， 달， 별， 바다， 산， 

숲， 강은 살아 있는 감정으로 인간을 취하게 했고， 그의 목소리를 빼앗았다. 

여기에 송시의 진정한 시작이 있다. 송시는 단지 자연에 대한 모방이 아니 

라， 자연에 의한 영감이며， 이로 인해 단순한 시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학문 

이 아니라， 불이며 열기이고 감정이다.50) 

48) o. B. OpJlOB, B. 11. φenoToB(l972)， C. 122. 

49) r. B. MocKBHlIeBa(1986),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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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르좌빈에게서 송시는 단순히 고양된 문체로 영웅적， 시민적 주제를 다루는 

장르가 아니라 영감에 의해 창조되며 인간의 열정과 감정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서정시적 속성까지 띠게 된다. 이러한 데르좌빈의 노력에 의해 러시아 시는 자 

연스럽게 끄전주의 송시에서 낭만주의 서정시로 발전하게 된다. 로모노소프의 

‘고상한 송사 (BbICOKa51 Oila)’와 더불어 데르좌빈의 ‘혼합된 송시 (CMelliaHHa51 Oila) ’51) 

는 러시아 송시의 두 번째 기본적인 장르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모노소프와 데르좌빈에 의해 정착되고 발전된 송시는 푸쉬킨의 초기 시 

에 영향을 주며 명맥을 유지하-지만， 이미 18세기 송시의 강력한 힘과 생명력 

은 잃은 상태가 된다. 데르좌빈과 마찬가지로 푸쉬킨은 송시를 통하여 권력자 

를 찬양하판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대항하는 힘으로서의 자유를 찬양하고 있 

다. 이후 단절되었던 러시아 송시의 전통은 20세기 초 혁명의 시대와 더불어 

다시 한 번 작가들의 관심을 끌재 되는데， 이 시기의 송시에서 무엇보다 두드 

러진 특정관 송시의 형식과 문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전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야코프스키의 r혁명의 송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의 송시에서는 더 이상 

고답적인 끈체도 고상하고 화려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 거리의 언어 

와 욕설，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미래주의자 

로서의 마야코프스키는 ‘송사’라는 장르를 차용함으로써 위대한 역사적 사건 

‘10월 혁명’에 찬가를 바치면서 동시에 미래주의적인 마적 전통의 전복을 꾀 

하고 있는 것이다. 송시는 때로는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때로는 권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로 기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대 이데올로기 강화의 주요 수단 

으로 러시아 문학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장르임에는 분명하다. 

50) r. P. llep*aBHH(l978) "PaccY*lleHHe 0 JIHpH뾰CKOH n033따j HJIH 06 olle ," PyCCKaJI 

JIHTepiHypHaJI KpHTHK8 XVIlI ÐeK8, B. H. KYJIernoB(pell.l, M.: COBeTCKa51 POCCH>I, C. 285. 

이 글에서 데르좌빈은 송시와 서정시의 유사성을 주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설 

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르좌빈은 로모노소프 송시의 엄격성을 벗어나 러시 

아 송시에 시적 서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51) http://feb-web.ru!feb/litenc/encyclop/le8/le8-23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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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뻐e 

Tpa~HUH~ pyCCKOÜ O~삐 KaK ~ep*aBHa~ H~eOROrH~ 

naK , Xe-K칭H 

B .[(aHHOfi CTaTbe HCC Jle.[(yIOTcR JlHTepaTypHaR pOJlb H CMblC Jl 0.[( JIOMoHocOBa, 
llep:!<aBHHa, nyßlKHHa H MaRKOBCKOrO. nO.[(JlHHHhIM OCHOBOnOJlO:!<HHKOM pyccKofi O.[(hl, 
yTBep.[(HBßlHM ee B KaqeCTBe OCHOBHOrO JlHpHqHKCKOrO :!<aHpa ~eO.[(aJIbHO-.[(BOpRHCKOfi 

JlHTepaTypbl XVIII BeKa ÕblJl JIOMOHOCOB. Ero o.[(a CTaJla npOrpaMHbIM OÕmeCTBeHHO-

nOJlHTHqeCKHM npOH3Be.[(eHHeM, rOBOpHBßlHM 0 nOJlO:!<eHHH CTpaHbl B HaCTORmeM H 

o 3a.llaqaX Ha õY.[(Yll\ee , OH OnHCbIBaeT HCTOpH뻐 Toro BpeMeHH, OõII\He HCTHHbI H 

cnopHT C pa3HblMH nOJlHTμqeCKHM찌 nOJlO%eHHRMH, HO HHKOr.[(a He rOBOpHT 0 ceõe. 

B OTJlHqHe OT 0.[( JIOMoHocOBa, O.[(hl llep:!<aBHHa ÕblJlH COBCeM JlHßIeHbI 3JleMeHTOB TOP

%eCTlBeHHO허 O.[(hl, B ero o.[(ax CJlblßleH ero JlHqHbI찌 rOJlOC , OH OTKpbIJl HOBYJO n03-

THqeCKYJO B03MO:!<HOCTb B :!<aHpe 0마.J. nyßlKHH no.[(pa%aeT R3blKOB뻐 CTHJlRM H TeMa

THqeCKHM CTpyKTypaM llep%aBHHa, HO e ll\e CMeJlee H arpeCHBHee ero , 

nOC Jle BTOpofi nOJlOBHHhI XIX BeKa o.[(a CTaJla COBepmeHHO MepTBblM %aHpOM, 

HO B HaqaJle XX BeKa e ll\e pa3 nORBHJlHCb 0마1 Y HeKOTOpbIX n03TOB , OHH H30-

õpa:!<alOT peBOJlIOUHIO, KaK HCTOpHqeCKHH nepeJlOM, ynoTpeÕJlRR oay JlHÕO B nOJlO%H

TeJlbHOM CMbIC Jle , JlHÕO B HpOHHqeCKOM CMhIC Jle , CqHTaeTCR, qTO OHH .[(OCTHrJlH Õ。

Jlee HJlH MeHee Y.llaqHOH CTHJlH3aUHH B o.[(e , O.[(HaKO COBpeMeHHble O.llhl nOKa3bIBa lOT 

ÕOJlbmylO pa3HHUy B :!<aHpOBOM XapaKTepe no CpaBHeHHIO C KJlaCCHqeCKHMH O.[(aMH , 

CaMoe 3aMeTHOe, n03 Tbl 3TOrO BpeMeHH ÕOJlbme He ynoTpeÕJlRIOT BblCOKOrO CTHJlR 

R3blKa , 

O.[(a ynoTpeÕJlReTCR H.[(eO JlOrHRMH .llep%aBhl, HO OHa pa3BHBaeTCR B CTHJle H 

R3blKe KaK n03THqeCKHfi %a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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